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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탄강댐 건설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

서 중심적인 행위자는 누구였으며,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전개된 한탄강댐 건설 문

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및 갈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갈등의 표면화/표출기, 갈등

의 심화기, 갈등의 격화기, 갈등의 조정기 등의 네 가지 시기별로 수집한 다음에 사회연결망 분

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거버넌스 구

조로서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차지하는 조직들은 공식적인 조정권한을 부여받거나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거나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행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반복

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와 이로 인해 생기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 및 관리주도조직은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이라는 시간적 맥락과 문제해결기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상

황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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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갈등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 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도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실제 사회갈등이 유

발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기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행 갈등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 사회에서 사회갈등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갈등은 개인 혹은 집단 간 이해의 충돌이나 가치 차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차이, 현실과 제도의 부조화, 의사소통의 부족, 주민요구와 공공사업 추진 방식간 

모순의 심화, 정체성 혼란이나 충돌 등과 같이 발생원인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양상

을 보인다(박태순, 2010).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갈등관리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 및 관용이 기초가 된 가운데 다양한 담론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심의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와 상응하는 이론이 바로 협력적 거버넌스일 것이다. 거버넌스에 대

한 관심이 1990년대 이후로 증가해 오고 있는 가운데,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행정학 및 정

치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며 불확실성

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행정, 정책결정 및 공공관리에 있어서 더 이상 정부 관료제가 홀로 

효과적으로 공공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요청은 협력적 거

버넌스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Hajer & Wagenaar, 2003; Jung et al., 2009; Sirianni, 

2007; Tang & Mazmanian, 2008).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

역적･상황적 맥락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 대신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사용할 것

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모두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보다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을 달성하는지에 초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협력적 거버넌스는 보다 규범적으로 협력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진

솔한 대화 혹은 숙의를 통한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비록 갈등이 

발생하여도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적 상호작용

으로 변하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Bingham et al., 2005).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자발적

이고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 이외에도 수직적이고 또한 전통적인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네트워크 형태도 함께 고려해 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현실의 거버넌스 실제를 잘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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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존재한다(Agranoff & McGuire. 2003; Kenis & Provan, 2006).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과는 거버넌스의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의 상호작용에 의

해 나타난다.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사례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거버넌스 과정에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 채종헌, 2009).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는 조정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의 개별 유형 및 구성은 차별적인 네트워크 조정형

태를 나타낸다. 본 논문은 Provan & Kenis(2008)가 제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탄강댐 건설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행위자는 누구였으며,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이와 함께 네트워크 조정형태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

탄강댐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

고,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질문을 해결하

기 위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전개된 한탄강댐 건설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및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갈등의 표면화/표출기, 갈등의 심화기, 갈등의 격화기, 갈

등의 조정기 등의 네 가지 시기별로 수집한 다음에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갈등관리

갈등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중요한 이유는 갈등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탄강댐 건설 문제로 야기된 

갈등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2004년 당시 24억을 넘었고(경향신문, 2004. 8. 30), 댐건설 

합의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한강수자원연구소 추산 348억 원에 달했다고 보

도되었다(세계일보, 2006. 7. 11). 또한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OECD 27개국 중 네 번째

로 높은 것(0.71)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 수준(0.44)으로만 완화되어도 국내총생산이 

27%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1) 

1) 2009년 기준 우리나라 GDP가 1,063조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간 갈등비용이 무려 300조원이다. 비록 

삼성경제연구소(2009)가 초점을 맞춘 것이 사회갈등이지만 실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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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2월 대통령령 제 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시행되고 있다. 갈등관리는 크게 

사회갈등과 공공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의하면 공공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

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회

갈등은 사회양극화와 같이 공공갈등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지니는 가치배분적 

성격 때문이다(Jung et al, 2009). 가치배분적 성격은 포지티브 게임보다는 제로섬 게임의 특

성이 있어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향유자 사이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또한 

갈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과 정책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정당성으로

부터 기인하기도 한다(박호숙, 2009).

갈등관리 연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님비’라 불리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을 둘

러싼 갈등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내용에 초점을 두거나(김상구, 2003; 전주상, 

2002; 정주용･길종백, 2007), 제도론적 관점(이민창, 2005), 문화론적 관점(김서용, 2005) 혹은 

정책네트워크 분석(김영종, 2006)을 통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거버넌

스적 접근을 통해 갈등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정

규호, 2007; 채종헌, 2009; 채종헌･김재근, 2009; Bae, 2009; Eun, 2009). 갈등관리에 있어서 

거버넌스적 접근의 유용성은 거버넌스 이론이 지니고 있는 특성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거버넌스 이론은 행위자들이 주어진 제도적 맥락 하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공공문제 혹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 갈등관리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석(2002, 

2010)은 거버넌스를 그 개념적 논의의 수준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로 분류한다. 구체적

으로 최광의의 거버넌스를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라고 규정하고, 광의의 의미로

는 정부관련 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로 이해한다. 그리고 협의로는 신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정의한다. 협의의 거버넌스인 신거버넌스는 시장과 계층제의 중간적

인 형태를 갖는 사회적 조정방법의 특수한 유형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는 사회적 조정양식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한다. Agranoff & McGuire(2001: 296)는 네

트워크 거버넌스를 단일 조직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있는 

조직들 간에 발생하는 조정으로 본다. Sorensen & Torfing(2005)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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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통한 협치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Provan & Kenis(2008)는 네트워크 거버넌

스를 세 개 이상의 조직들이 자신의 목적이나 집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령과 통제위주의 전통적인 거버넌스와 달리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Zeitlin & Trubek, 2003).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해당사자들

은 서로 수평적 혹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공재화 생산 혹은 공공서비

스를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협력 및 협상의 과정들이 강조된다(Agranoff & McGuire, 2003; 

Bingham et al., 2005).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거버넌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

고 다양한 이익들이 통합 및 조정되기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협력

하기 어려울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된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기도 한

다(Innes & Booher, 2003). 따라서 네트워크 하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트

워크상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상호 집합적 행동이 요청된다(Provan & Kenis, 2008).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요소

를 강화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제로 여

겨지고 있다(Goldsmith & Eggers, 2004; Kettl, 2002).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거나 네트워크에 포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Lubell et al., 2002).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전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제하려하기보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가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

함과 동시에 촉진자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다(Goldsmith & 

Eggers, 2004).

흥미로운 사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최근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협력

적 거버넌스(이명석, 2010; 조만형･김이수, 2009; Ansell & Gash, 2008) 사이에 유사성이 높

다는 점이다. Ansell & Gash(2008: 544)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

관이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심의적인 성격을 지닌 공공정책을 결정･집행하거나 또는 

공공사업 및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비정부적 이해관계

자들을 직접적으로 관여시키는 통치형태”로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채종헌･김재근(2009)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를 자율성을 갖춘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및 관리

노력의 수단으로 합의추구를 지향하는 숙의적 의사결정체계로 정의한다. 공공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에 논의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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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와 규범 같은 사회자본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Kooiman(1993)이 지적하듯이 전통

적인 거버넌스와는 달리 새로운 거버넌스인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동

조향(co-steering), 그리고 공동 관리(co-managing)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때 정부의 신뢰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

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

고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와 정부신뢰가 없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나 협력적 거버넌스는 

명분만 존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무늬만 거버넌스인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 그리고 성과(outcome)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Marsh, 1998; 최경희, 2009). 즉, 구조와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조화(structuration)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다(참고: 김용학, 1994; Giddens, 

1984, 1987).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 및 구축(배재현, 

2010),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김준기･정복교, 2007; 김준기･이민호, 2005; 김준현, 2009; 박

치성, 2006; 이주헌･박치성, 2010; 박형준･장현주, 2009; 이주헌, 2010; 장현주, 2006)와 네트

워크 거버넌스 과정(최경희, 2009),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과(이주헌･박치성, 20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

Provan & Kenis(2008)는 중재의 정도와 네트워크 관리기구의 외부성 여부를 기준으로 네

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를 참여자관리 네트워크,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조

직 네트워크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차별적인 구조적 속성들을 제시한다. 이러

한 모형들을 통해 Choi(2010)는 저소득층 주택서비스 전달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를 설명하며, 이주헌･박치성(2010)은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어휘 대신에 네

트워크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서비스전달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네트워크가 자기 조절적이고 수평적 형태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전통적 권력과 통제가 나타

나는 수직적 형태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Kenis & Provan, 2006). 

본 연구에서도 Provan & Kenis(2008)의 모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참여자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participant-governed 

network)이다. 이는 별개의 독립된 거버넌스 운영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유형에서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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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들이 상대적으로 대등한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참여자

관리 네트워크의 성공은 거버넌스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헌신에 좌우된다. 

또한 참여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신뢰는 높고, 목표에 대한 합의가 높을 때 효과적

인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리더의 역할을 함으로써 조정 및 촉진자의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리더 역할을 하는 조직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외부의 자원에 접근하거나 네

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자원을 부여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리조직(NAO: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서는 외부조직

이 네트워크 내로 진입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조정 및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에서 네

트워크 내로 진입한 조직은 대체로 정부조직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조직이다. 네트워크 관

리조직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참여자의 수가 중간 정도에서 많은 정도인 편이고 이들 사이

에서 목표에 대한 합의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신뢰는 중간 정도일 때 효과적이다. 

<그림 1>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의 세 가지 형태

참여자관리 네트워크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조직 네트워크

○: 네트워크 참여자, → : 강한 관계, ⇢ : 약한 관계

출처: Kenis & Provan (2009: 447).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요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강조한다. 공공관리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가운데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 기제로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Goldsmith & Eggers, 2004; Kettl, 2002; O'Toole et al., 2005). 네트워크 거버넌

스에서 네트워크는 일련의 노드들과 노드들 사이의 연계(tie)들의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된다

(참고 Brass et al., 2004). 모든 연계들은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자원들의 흐름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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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의사소통 정도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하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복수성(pluriformity;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의 참여), 자기 지시성(self-referentiality; 각 참여자는 자기 자신의 고유

의 아젠다를 가짐),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ies; 종속은 협력을 의미하지 

않음), 역동성(dynamism; 네트워크 특성들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함) 등을 들 수 있다

(Salamon, 2002).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의 이론들을 통해 다양한 선행 요인들이 거버넌스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자원의존이론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정책네트워크에서의 조직들의 행동을 설명하

는데 있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Hardy et al., 1990; Marsh & Rhodes, 1992; Rhodes, 1981). 

조직간 관계 혹은 조직간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에서 자원의존모형은 기본적으

로 어떤 조직도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조직의 생존에 결정적

인 자원들을 얻기 위해 개별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과 관계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노

력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조직들은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

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충족성의 결여는 생존을 위해 자원

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에 그 자원을 통제하는 조직과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조직간 네트워크 혹은 조직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은 재원, 정보, 정당성 

등이다. 네트워크는 둘 이상의 조직들이 자신의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Van de Ven & Ferry, 1980).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조직 간의 자원교환

에 따라 형성되며, A조직의 B조직에 대한 의존도는 B조직이 A조직에 제공하는 자원의 중

요성과 이러한 자원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김준기, 2000; Scharph, 1978). 또한 자원

의존이론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이 환경에 적절하게 적

응하는 점을 강조한다(Pfeffer & Salancik, 1978). 조직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

게 되며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조직에 더욱 민감하게 되므로 외부환경에의 

의존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Pfeffer, 1982).조직의 의존

성 증대는 조직운영상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Pfeffer & Salancik 

(1978) 또한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자원의 중요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재량, 자원

공급의 대체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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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Blau, 1964; Homans, 1961)에 의하면, 사회적 교환은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비용과 편익을 자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

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해보는 행동보다는 보상이 주어지는 행

동을 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지만 행위의 선택과 결정은 

친구나 친족 등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제한받기도 한다(Blau, 1964).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구조는 개인의 기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개개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도 있다(Cook et al., 1983; Molm, 1990).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

고 발전되기도 하지만 또한 해체되기도 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연결되어진 

상호교환 관계의 일련의 조합으로 정의되는데, 1970년대 이후 사회교환이론은 더욱 발전해 

네트워크 구조와 권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져 왔다(Molm & Peterson, 

1999). 

사회교환의 과정은 보상과 비용의 교환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투자가 필요하다. 상호 헌신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즉, 네트워크는 네

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 경험들을 습득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Muthusamy & White, 2005). 

3) 권력의존이론

권력의존이론(power-dependence theory)은 사회적 교환이론 및 자원의존이론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권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Emerson, 1962, 1972; Cook et 

al., 1983). 권력의존 관계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핵심인데, Emerson(1962; 1972)에 따르면 권

력이란 A가 선호하는 행동에 대한 B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

정인에 대한 권력은 특정인의 의존과 동등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권력(a)-b = 의존(b)-a”이 되는 것이다. 즉, B에 대한 A의 권력은 A에 대한 B의 의존과 같

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자가 특정 자원에 대해 동등하게 상호의존적일 경우, 그들

은 상호 권력균형(power balance)의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권력을 의존 관계로 

이해해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행태를 결정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

면에서 권력의존이론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권력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기초를 제공

하게 된다(Thorelli, 1986).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권력이 경제적 교환에서 비효율적이며, 교환의 실패를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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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Morgan & Hunt, 1994). 이와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권력이 

불평등한 교환관계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필요하며, 또한 안정적인 상호 연대

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Blau, 1964; Blodgett, 1992).

4) 신제도주의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제도란 한 사회에서의 게임의 규칙 혹은 상호작용을 형성하

는 제약으로 정의된다(North, 1990). 신제도주의 이론은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

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신제도주의 이론에서의 특징은 구제도주의

가 제도의 법적･제도적 특성을 강조한 반면에 신제도주의에서는 공식적 제도와 문화, 관습, 

절차 등의 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Eggertson, 1990). 또한 제도는 조직과 

구별되는데, 조직은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제도가 체계화되고, 정당성을 

얻고,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될 때, 제도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요소들 가지게 된다.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제도는 개인들과 조직들 사이의 관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강제 혹은 규제하

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규칙의 특성은 미래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예측 가능하다

는 점이다(Nabli & Nugent, 1989). 둘째, 제도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증가시킴

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Eggertson, 1990; North, 1990). 셋째, 

제도는 개인들이 당면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erris & Tang, 1993).

이와 함께 제도는 사회적 행동에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하고(Meyer & Rowan, 1977) 인식

적인, 규범적인 그리고 규제적인 압력을 행사한다(DiMaggio & Powell, 1991; Scott, 1995). 신

제도주의이론 하에서, 제도적 환경에 부합하는 조직들은 정당성과 사회적 승인을 부여 받음

으로 인해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Scott, 1995). 따라서 조직들은 사

회적 압력 속에서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공유되고 있는 인지(cognition)를 조직의 구조로 채

택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기술적 능률성보다는 조직의 외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

인다(Meyer & Rowan, 1977). 즉, 제도적 환경 혹은 제도적 기제가 조직들로 하여금 동형화

의 과정을 거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DiMaggio & Powell, 1983). 

4. 이론적 틀

특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발생하는 시/공간, 제도라는 특

수한 맥락(context) 아래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는 일정한 성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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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한탄강댐 갈등사례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가 어

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의존이론, 사회교환이론, 권력의존이론, 신제도주의이론 등에 따르

면 필요한 자원, 권력, 정당성 등을 획득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호작용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맺음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는 특정한 네트워크 거버

넌스의 형태 혹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네트

워크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신뢰, 정당성 등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Axelord, 1988; Putnam, 2000), 이러한 네트워크는 때로는 갈등관계를, 때로는 

협력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 하에서 협력에 대한 강조는 갈등을 

무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Agranoff 

& McGuire, 2003; Connick & Innes, 2003).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특정한 시간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개별 이해당사자들이 자원을 

획득하거나, 편익을 증대하거나, 권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다

른 행위자들과 갖는 상호작용이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 혹은 형태를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그

림 2>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 본 연구의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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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탄강댐건설 갈등사례의 서술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의해 임진강유역조사 용역이 이루어진 1995년 6월부터 대법

원에 의해 한탄강댐 사업계획고시취소소송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2009년 5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한탄강댐 건설과정을 둘러싼 갈등과정을 이해하였다.2) 먼저, I

기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제기되고, 정식으로 공표되어 잠복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된 시기

이다. II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이 

시도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물리적 대응이 심화된 시기이다. III기는 관련업무가 국무조정실

로 이관된 후, 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댐건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격렬한 갈등을 불

러일으킨 시기이다. IV기는 반대지역의 주민단체가 법적 소송절차를 밟는 시기이다.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추이와 사건 전개는 <표 1>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김재근･채종헌, 

2009; 정회성･이창훈, 2005; 조성배 외, 2008; 최흥석 외, 2003).

1. I기: 갈등의 표면화/표출기

1996년(7.26-7.28), 1998년(8.3-8.8), 1999년(7.31-8.2)의 세 차례에 걸쳐 경기북부(파주, 연천

지역)와 철원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규모 홍수피해(총 23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6천여 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홍수방지대책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는 1999년 12월에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00년 12월 ‘한탄

강댐 기본설계보고서’를 완료하고, 6월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갈등이 생성된다. 8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환경영

향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설명

회가 무산되면서 입지예정지역인 임진강 상류지역의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등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표면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건설주체는 지속적인 

2) 갈등의 주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는 목적은 각 단계별로 적절한 갈등해결기제를 모색해 본

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Pondy(1967)는 잠재적 갈등, 인지된 갈등, 체감적 갈등, 표명된 갈등, 갈등 여파 등의 다섯 

단계로, Fisher(1994)는 갈등 분석, 갈등 대결, 갈등 해결 등의 세 단계로, 그리고 Kriseberg(2003)과 이

민창(2005)은 갈등 출현, 갈등 증폭, 갈등 완화, 갈등 종결 등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갈등의 

단계들이 연속적인 선후관계로 단일한 과정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유영성,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탄강댐 갈등을 사례로 한 기존의 연구들

이 갈등해결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한 지속위를 통한 갈등조정활동의 시도(김두환, 
2005; 김재근･채종헌, 2009), 지속위 노력의 실패와 국무조정실의 관여(정규호, 2007), 법정공방을 통

한 갈등해결(박재묵, 2008) 등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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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응책으로서 사업타당성, 경제성 및 환경분야 등의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

지만 반대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2. II기: 갈등의 심화기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갖가지 반대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모두 실패하

고 건설계획이 표류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합의와 승복을 전제로 한 대안적 갈등해결프로세

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된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갈등조정위원회의 주도 아래 우리나라 최초로 사

회적 합의의 형성과정이 시도되었다.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등의 정부관계자, 환경단체 대

표, 찬반주민대표 등의 관련당사자들이 모여 16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하였다. 당해 지역의 

홍수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

고 각 대안에 따른 찬반양론으로 치닫게 되고, 제3자 조직에 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

로 합의하게 된다. ‘홍수피해방지 대안의 결정권을 조정소위에 위임하고, 관련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따른다’라는 최종합의를 통해 2004년 11월, 조정소위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의 자문

결과와 조정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축소된 홍수조절용댐 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반대측 주민대표측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였

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과정과 당사자들의 대표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따라

서 2005년 1월에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

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결과, 홍수조절능력의 과대추산, 댐 규모의 적정성, 

댐건설 추진절차기준의 불준수, 수자원공사 사장의 비자금조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한탄강

댐 건설계획의 전면재검토가 권고된다.3) 

3. III기: 갈등의 격화기

2005년 5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한탄강댐 건설 관련업무는 지속가

능발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게 되고, 이후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제3자 전문가

들로 구성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된다. 홍수대책특별

위의 실무위원회에서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및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

용성 등을 검증하기로 결정하여 수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2006년 8월에 ‘홍수조절용 댐과 

3)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임진강 상류지역의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과 찬성하는 하

류지역의 파주시 등으로 나뉘었던 지역민들은 지속위의 갈등조정프로세스를 거친 후, 연천･포천지역

은 찬반측이 공존하게 되었으나 철원지역은 여전히 군전체가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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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날짜 주요내용

갈등의 표출/

표면화

1995. 6-

1997. 12
임진강유역조사 용역(건교부)

1998. 12-

1999. 12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 용역/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설치(99. 8)

1999. 12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수해방지종합대책 확정

1999. 12-

2000. 12
한탄강댐 기본설계용역 수행 및 한탄강댐 기본설계보고서 완료(건교부)

2001. 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2001. 7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관계기관 제출

2001. 8 - 10 한탄강댐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2001. 11. 20 한탄강댐기본계획 및 입지예정지(안) 제출(수공→건교부)

천변저류지’안이 결정되어 발표된다. 1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백지화 수순

을 밟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해지역의 주민집단, 지자체 및 환경단체들의 찬반 시위가 격렬

해지고, 갈등은 격화되었다. 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대로 2006년 12월에 한탄강댐기본계

획은 고시되고, 건설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공고된다. 한편, 2006년 11월에 환경운동연합의 

주도로 감사원에 홍수대책특별위원회, 검증평가실무위원회,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을 상

대로 국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만 2007년 3월에 기각된다. 

4. IV기: 갈등의 조정기 

2007년 3월, 철원･연천･포천 수몰예정지역의 반대주민단체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탄

강댐 사업계획고시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양측은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 

및 철원지역의 강우량 자료의 신빙성, 댐의 안정성, 댐 이외의 대안, 역류로 인한 댐 상류지

역인 철원의 홍수피해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2008년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댐 건

설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댐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를 내린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불만을 나타

내며 즉각 이의신청을 한다. 이후 6월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패소하자 철원‧연천‧포천공동투

쟁위원회는 즉시 항소하여 이 문제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심판부로 넘어가게 되지만 1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

위원회는 상고하였으나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으로써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은 실패하고,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 움직임은 가속도를 붙게 되었다. 

<표 1> 한탄강댐 건설 정책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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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5-

2003. 7. 28
댐환경영향평가 재검증, 추가보완 및 협의완료

2002. 3. 25
임진강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 확정

(다목적 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

2002.10.9-

2002.11.5
입찰 및 사업자 선정

2003. 12. 19 노무현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건설 재검토 제안

갈등의

심화

2004. 1-5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의 추진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 구성)

2004. 4. 19 한탄강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중지 통보

2004. 6-8
한탄강댐 문제조정 관련 당사자회의 개최

(한탄강댐 조정회의 16회, 기술검토소회의 5회 개최)

2004. 11 한탄강댐 타당성검토보고서 발표

2004. 11.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갈등조정소위원회의 중재결정 확정 발표 및 후속

조치 추진

2004. 11. 30 지속위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소위원회 구성

2005. 1. 5-

2005. 5. 19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갈등의

격화

2005. 5. 23 국무조정실로의 관련업무 이관(지속위→국무조정실)

2005. 5. 23-

2006. 8. 22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 및 실무협의

2006. 8. 22-

2006. 10. 30
건설교통부의 최종결정안 발표

2006. 11-

2007. 3. 13

환경운동연합의 주도로 감사원에 홍수대책특별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상대로 국민감사청구 및 기각

2006. 12. 20 한탄강댐기본계획고시 및 토지보상공고

2006. 12. 27 국회 2007년도 예산통과

갈등의

조정기

2007. 3. 8 철원 연천 포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한탄강댐 사업계획고시취소소송 제기

2008. 1. 26 서울행정법원의 한탄강댐 절반축소 조정권고 및 불수용

2008. 6. 27 1심 선고공판 원고 패소

2008. 7. 7 반대주민단체에 의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항소심 원고 패소판결

2009. 1. 9 반대주민단체에 의한 상고(대법원)

2009. 4.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1차 실시계획 변경의 승인 및 철

원군 통보

2009. 5. 14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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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사례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탄강댐 건립으로 인한 갈등사례이다. 한탄강댐 갈등사례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주체에 따른 구분이다(정회성･이창훈, 

2005; 조성배 외, 2008).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행정주체 측이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 방지, 안정적 용수공급, 수력에너지 개발 등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2001년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자 댐건설 예정지의 상류에 살고 있는 철원･연천･포천 지역 주민들

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안개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홍수 

시 상류지역 침수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또한 환경단체는 정부의 전반적인 물관리 정

책과 생태계 파괴, 예산낭비, 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 산정의 부정확성, 댐건설 결정 및 추진

절차의 정당성 결여, 댐의 안정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측 주민들과 연대하게 된다. 반면 

댐건설 예정지의 하류인 파주, 문산, 연천의 수몰예정지역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은 수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습적인 수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속한 댐건설과 즉각적인 보

상을 요구하였다. 강원도, 경기도, 철원군, 연천군, 포천군, 파주시 등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들도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각각 입장이 나뉜다. 

행위자 측면뿐만 아니라 본 사례는 쟁점 혹은 갈등의 원인 측면(유영성, 2008; Moore, 

2003)에서도 다양하게 얽혀있다(김종호 외, 2004; 정회성･이창훈, 2005). 댐건설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와 수몰예정지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에서 볼 수 

있는 이해의 배분과 절차에 관련한 갈등(interest conflict),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중시할 것

인지 아니면 개발을 추구할 것인지와 같이 상이한 가치관 및 신념체계에서 비롯되는 가치

갈등(value conflict), 홍수피해의 원인 규명, 홍수량의 산정, 적절한 댐규모와 용도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와 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문제인 사실관계측면의 갈등(data 

conflict), 정부 측의 댐건설 추진과정을 둘러싼 절차상의 하자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

한 구조적 갈등(structural conflict) 등이 다양하게 파악된다. 

따라서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갈등은 복합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환경갈등의 대표적인 사

례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및 네트워크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기에 적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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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측정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1995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한탄강댐 건설 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전달 및 교환에 관한 관계자료(relational data)를 수집하였다. 관계

자료는 개별 행위자의 속성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는 관계, 즉 행위자들 혹은 집단들 

사이의 접촉, 연결, 연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Scott, 2000). 실질적인 관계측정은 한탄강

댐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주요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

어졌다.4) 개별 일간지들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조건으로 ‘한탄강댐’을 입력하여 나타난 기사

들 중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만을 추출하였다. 내

용분석을 통해 파악된 조직간 정보전달 및 교환의 예로는 공동성명발표, 관계기관간 상호협

의, 대책회의, 토론회 개최, 위원회 구성, 법적대응(행정소송), 감사청구 등이었으며, 선포식

은 정보의 교환이 없다고 판단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해명자

료를 요구했다는 기사는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

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회수를 관계맺은 기관 간에 누적하여 코딩하였다. 이 때 관계

의 방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혹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특정 시점에서만의 모습을 보여준데 반해,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관계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 요인

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본 사례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Ⅴ. 분석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UCINET 6.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규모(size), 밀도

(density), 집중도(centralization) 등을, 개별행위자들의 속성 측면에서 중앙성(centrality)과 구조

적 공백(structural hole) 등을, 그리고 개별행위자들의 관계 측면에서 하위집단(sub-group)을 살

펴보았다. 즉, 밀도와 집중도 분석을 통하여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관계정도와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고, 중앙성과 구조적 공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주요 개별행위자

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연결정도 중앙성 분석을 통하여 다른 행위자와의 연결된 정도

4)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 사용된 언론사는 연합뉴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

제, 프레시안, 데일리안 등의 중앙일간지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철원신문, 연천저널, 
포천신문, 파주신문 등의 지역일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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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활동성을 살펴보고, 인접 중앙성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네트

워크 행위자들의 관계와 주요 행위자를 살펴본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개 혹

은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행위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이 중앙성을 측정하고(Freeman, 

1979; Wasserman & Faust, 1994), 구조적 공백(Burt, 1992)을 통해서는 어떤 행위자들이 구조

적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분석하여 직접 연결되지 않는 두 집단 사이에 연결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Lambda set(Borgatti, et al., 1990)이라

는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서는 연계정도가 강한 행위자들의 집합을 추출해 냄으로써 한 네트

워크 안에서 가장 응집력있는-갈등적 혹은 협력적-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5)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및 중심 행위자들

과 이들 사이 관계 변화를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한탄강댐 갈등 네트워크의 특성 일반

각 시기별 주요 행위자에 대한 속성 분석에 앞서 한탄강댐 갈등 네트워크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기별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의 수, 참여조직들 사이의 

연결관계의 전체 합, 개별 조직당 평균 연결관계의 수, 네트워크의 집중도, 네트워크의 밀도 

등의 통계량을 제시하였다(<표 2> 참고). 

첫째,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총 수인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I기에서 III기

로 가면서 참여조직수가 증가하다가, 마지막 IV기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연결 관계

의 총 수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 행위자당 연결관계의 평균을 보면, I기에

서 II기로 가면서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III기부터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 네트워크 전체가 얼마나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되는지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집중

도를 살펴보면(Wasserman & Faust, 1994; Scott, 2000), II기에 네트워크 집중도가 내향과 외

향 모두 제일 높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수의 행위자가 집중적으로 정보의 전달 및 교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내 전체 행위자들이 서로 간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밀도를 보면(Wasserman & Faust, 1994), II기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에 행위자

들 사이의 연결과 교류가 소수에 집중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밀도와 집중도 사이에 나

타나는 반비례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Lambda set 분석은 구성집단(component) 분석, 결속집단(clique) 분석 등과 같은 하위집단 분석의 일종

이다(고길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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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시기별 네트워크의 규모 및 구조의 변화

시기 참여자수 연결합 평균연결
네트워크

집중도(내향)

네트워크

집중도(외향)
네트워크 밀도

I 22 103 4.7 16.1 9.0 0.18

II 38 477 12.6 31.9 27.7 0.06

III 71 665 9.4 16.0 9.5 0.11

IV 49 141 2.9 10.5 5.9 0.05

2) 갈등의 표출/표면화: I기

각 시기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전반적인 연계형태를 소시오그램(sociogram)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개별 행위자들의 연결정도 중앙성,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

성을 측정하여 각 시기별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행위자를 탐색하였다. 또한 구조적 

공백을 통하여 두 집단 간 교량역할을 하는 행위자를 분석하였으며, Lambda set 분석을 통

해서는 한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결된 행위자들을 추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 본 한탄강댐 갈등 네트워크의 특성 일반에 대한 분석결과와 더불어 각 시기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탄강댐 건설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어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3

년까지의 I기이다. <그림 3>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보면, 매우 많은 관계를 가진 수자원

공사와 건설교통부의 중앙부와 나머지 행위자들의 주변부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자원공급과 관련한 정책네트워크의 전통적인 주요행위자인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최흥석･홍성만, 2004)가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처음 촉발시키고 추진해나감에 따라 이들에 

의해 많은 수의 주변부 조직들이 관리되는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표 3>의 중앙성 분석

결과에서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 12월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건설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댐건설의 정당성과 타당

성을 내세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I기의 거버넌스 구조는 주도조직 관리 네트워크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댐건설계획 발표이후, 주변부 조직인 철원지역 주민들과 연천･포천 등의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점차 댐건설 반대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댐건설로 인한 편익은 대부

분 하류지역에 집중되는 반면에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상류지역으로 부담이 미치게 됨으로

써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반대라고 볼 수 있다(조성배 외, 

2008; 최흥석 외, 2003). 한편, 299세대에 이르는 연천･파주지역의 수몰예정지역 주민들 대

부분은 수몰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댐 건설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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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기의 거버넌스 구조: 주도조직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6)

1. 찬성집단 반대집단 중립집단

2. 1의 내용은 <그림 5>, <그림 7>, <그림 9>에서도 동일.

<표 3> 중앙성 분석을 통해 살펴 본 I기 네트워크의 중요 

행위자

연결정도 중앙성1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성1 구조적 공백2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순위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1 철 연 포 공대위 12.1 건교부 18.9 수자원공사 23.1 수자원공사 16.5 수자원공사 35.8 수자원공사 .28

2 수자원공사 9.8 수자원 공사 16.7 철 연 포공대위 21.6 건교부 16.4 건교부 9.9 건교부 .31

3 건교부 6.1 환경부 4.5 철원주민 21.4 국무조정실 16.0 철원군의회 7.6 철원군의회 .48

4 철원군의회
5.3

철 연 포공대위
3.8

건교부
21.2

철원군
15.7

포천주민 6.6 철 연 포공대위
.56

5 환경부 철원군의회 철원군의회 강원도의회 철 연 포공대위 4.6 철원주민

1. 연결정도 중앙성과 사이 중앙성 값은 표준화된 값임.

2. 구조적 공백의 지수는 constraint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중복이 적다는 것을 의미.

3. 1과 2의 내용은 <표 4>, <표 5>, <표 6>에서도 동일.

6)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관계자료를 통해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있다. 이 때 ‘적
대적 상호작용’, ‘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 ‘중립적 상호작용’ 등과 같이 상호작용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게끔 각 시기별 행위자들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이에 대해 중립

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여부를 표시(<그림 3>의 설명 1 참고)해 줌으로써 관계에 속성을 부여해주었

다. 즉, 특정 시기에 같은 입장(찬성집단간 혹은 반대집단간)을 취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우호

적 혹은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다른 입장(찬성집단과 반대집단간)을 취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한계는 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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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set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기에서 가장 연계의 정도가 높은 하위집단은 ‘수자원

공사-건교부’이었고, 그 다음은 ‘수자원공사-건교부-철원･연천･포천공대위’이고,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건교부-철원･연천･포천공대위-환경부’, 네 번째는 ‘수자원공사-건교부-철원･연천･
포천공대위-환경부-포천주민’, 다섯 번째는 ‘수자원공사-건교부-철원･연천･포천공대위-환경부-

포천주민-철원주민-철원군의회’로 이루어진 관계이었다(<그림 4> 참고). 댐건설 이슈를 촉발

시킨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사이의 연계가 가장 두터워 제일 두드러진 하위집단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반발하는 철원･연천･포천공대위, 철원주민, 포천주민, 철원군의회 사이의 연

계가 뒤를 이어 확대된 하위집단 형성에 추가된 모습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지속적인 보완요구를 하면서 관계부처간 상호협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환경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Lambda set 분석을 통한 I기의 연계간 흐름의 강도7)

1. 행위자: 4(수자원공사), 1(건교부), 13(철원 연천 포천공대위), 2(환경부), 5(포천주민), 7(철원주 민), 14 (철원군의회).

2. 상위 다섯 개 하위집단에 속하는 행위자들까지만 1에서 밝힘(이하 <그림 6>, <그림 8>, <그림 10>에서도 동일.

3) 갈등의 심화: II기

갈등심화기인 II기는 절차에 대한 합의와 이에 대한 승복을 토대로 대화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속가능위원회 내에 한탄강댐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

7) 한 네트워크 안 모든 연계들 중 어떤 행위자들 사이의 연계가 끊어졌을 경우 전체 연계의 흐름을 가

장 저해시키는가를 찾아냄으로써 하위집단 분류를 해내는 방식이다(Borgatti, et al., 1990).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I기 네트워크를 취약하게 만드는, 즉 행위자간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 정보나 자원의 

흐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연결은 4번(수자원공사)과 1번(건교부) 사이의 연계이다. 그 다음 순위의 

연계는 4번과 1번 외에 13번(철원･연천･포천공대위)이 추가된 세 행위자들 사이의 연계이다. 따라서 

Lambda set 분석을 통해 한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관계의 정도가 강한 하위집단을 순서대로 추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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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는 정부를 포함한 찬성 측

과 환경단체와 연대한 지역사회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측,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의 의견 및 주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인 구

속력은 없었으나 지속가능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조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조정위원회는 18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견해소에 주력하였다. 조정자를 통해 갈등의 당사자

들 간의 합의 및 협력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반대 측의 수용거부로 인해 갈등의 

해결은 고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시기인 II기에서 사이 중앙성과 구조적 공백에서 한탄강갈등조정위

원회와 다른 상위조직들 사이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참고). 한탄강갈

등조정위원회는 중재에 가까운 조정역할을 수행(박진, 2007)하였기에 조정위원회에 부과된 

구속적인 강제규범에 의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즉, II

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관계의 흐름에서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가 현격하게 중개역할을 수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는 한탄강댐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

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개입하여 관리하는 공식적인 네트워크 관리조직(NAO)로서의 성격8)을 

띄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는 대안적 갈등해결프로세스

의 첫 적용사례로서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갈등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반대 측의 중재안 수용거부

로 갈등의 최종적인 해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9)

이밖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중앙환경운동단체와 지역환경운동 단체들은 댐건설

반대운동의 근거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반대주민 측과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댐건설반대주민 측도 이들과 상시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8) 갈등상황에서 합의도출을 위한 제3자의 개입은 사법적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적 분쟁해결방식과 

중립적인 조정자의 개입을 통해 상호수용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나뉜다(김재근･채종헌, 2009).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는 후자에 속한다. 

9) 전체 합의 도출을 실패한 원인(정회성･이창훈, 2005)으로는 첫째, 사전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가 아니라 이미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점, 둘째, 당사자 대표들이 대표하

는 지지자들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중간에 당사자 대표들이 교체되어 당사자 대표들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하지만 조정과정을 통해 당사자간 정보공유와 토론

이 이루어짐으로써 갈등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김재근･채종헌, 2009)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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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I기의 거버넌스 구조: 네트워크 관리 조직 거버넌스 유형

 

<표 4> 중앙성 분석을 통해 살펴 본 II기 네트워크의 중요 행위자

연결정도 중앙성1 인접 중앙성1
사이 중앙성 구조적 공백2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순위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1
한탄강

갈등조정위
28.8

한탄강

갈등조정위
32.9

철 연 포

공대위
10.2

한탄강

갈등조정위
12.1

한탄강

갈등조정위
46.0

한탄강

갈등조정위
.09

2
철원

주민
3.1

건교부 4.2 녹색연합

7.2

수자원공사 11.7 철원군대책위 8.6 감사원 .45

3 철원군 수자원공사 3.8
국민행동

본부
건교부 11.5 강원도 8.1

열린

우리 당의장
.47

4
한강

수자원연구소
2.9 철원군 3.1

한탄강댐

건설반대

시민연대 7.1

강원지역

국회의원
11.4 수자원공사 5.1 강원도 .48

5 환경운동연합 2.8
철원

주민
2.5

열린우리

강원도당
국회 국방위 11.3 감사원 3.5

철 연 포

공대위
.54

Lambda set 분석을 통해 II기에서 드러난 주요 하위집단들을 살펴보면, 한탄강갈등조정위

원회와 건설교통부 사이의 연계가 가장 강했으며, 그 다음으로 ‘한탄강갈등조정위-건교부-수

자원공사’, 세 번째로 ‘한탄강갈등조정위-건교부-수자원공사-철원군’, 네 번째로 ‘한탄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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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건교부-수자원공사-철원군-철원주민’의 조합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고). 즉, 갈등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찬성 측 행위자들과 반대 측 행위자들이 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Lambda set 분석을 통한 II기의 연계간 흐름의 강도

행위자: 15(한탄강갈등조정위), 1(건교부), 3(수자원공사), 11(철원군), 6(철원주민), 16(한강수자원 연구소)

4) 갈등의 격화: III기

갈등이 격해지는 시기인 III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 조정이 실패하고 감사원

의 한탄강댐 건설 재검토 권고사항이 있은 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 홍수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댐건설 반대 측의 홍수특별대책위원회와 댐

건설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 과정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홍수특

별대책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의 조정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관계의 흐름을 주도하기보

다는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의 정도가 훨씬 강해진 상황 속에서 협

상력이 분산되고 다극화, 다원화되는 참여자관리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III기의 네트워크 구조 또한 상당히 분권화가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그

림 7>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보면,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연결정도 중앙성, 인접 중앙성

(내향), 사이 중앙성, 구조적 공백 모두에서 상위조직에 속하지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리더

로서의 관리자 역할보다는 건교부, 철원군의회, 철원･연천･포천공동대책위원회, 수자원공사, 

철원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비슷하게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로 <표 5>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 조직들 간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외부에서 개입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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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책특별위원회와 같은 네트워크 관리조직 또는 극소수의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를 이

끌기보다는 한탄강댐 건설에 찬성, 반대, 중립적인 주도집단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집중

도가 낮게 네트워크 관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III기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자 관리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인다. 

이 밖에 III기에서 드러난 행위자간 관계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찬성주민 측과 반대주민 측 모두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실력행사와 대립적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같은 입장을 취하는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세를 확대해 나가면서 각종 지지

집회, 지자체 및 사업추진부처 항의 방문, 농성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갔다. 특히 댐건설

반대 측은 소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로 인해 댐건설 추진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따라 찬성 측과 추진주체들은 설명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7> III기의 거버넌스 구조: 참여자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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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앙성 분석을 통해 살펴 본 III기 네트워크의 중요 행위자

연결정도 중앙성1 인접 중앙성1
사이 중앙성 구조적 공백2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순위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1
홍수

대책특별위

11.3

홍수

대책특별위
17.7

한여울

지역발전

협의회

9.6 건교부 10.6
홍수

대책특별위
21.7

홍수

대책특별위
.10

2 철 연 포공대위 건교부 10.3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8.9
홍수

대책특별위
10.5 건교부 17.2

한탄강댐건설반

대대책위
.14

3 환경운동연합 9.7 수자원공사 6.2
한탄강댐건설

반대대책위
8.8 포천시 10.2 철원군 12.6 철원군의회 .16

4 철원군대책위 7.4
국무

총리실
6.0 철원군대책위

8.6

수자원공사 10.2 철원군의회 10.5 철원군대책위 .20

5 철원군 6.6 환경운동연합 5.4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단협의회

서울

행정

법원

10.2 강원도 10.3 철 연 포공대위 .21

III기에서 가장 활발했던 행위자간 연계는 철원･연천･포천공동대책위원회, 건설교통부, 홍

수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집합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반대, 찬성, 중립적 행위자들 사이에 

하위집단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이 추가된 형태이며, 세 번째

는 철원군대책위원회와 철원군의회가, 네 번째는 철원군이, 다섯 번째는 철원주민이 가세한 

집단이었다. 이는 철원군과 철원군의회가 한탄강댐 건설반대운동을 펼치는 철원주민 및 지

역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Lambda set 분석을 통한 III기의 연계간 흐름의 강도

행위자: 11(철원 연천 포천공대위), 1(건교부), 31(홍수대책특별위), 9(환경운동연합), 2(철원군대책 위), 12

(철원군의회), 13(철원군), 8(철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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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조정기: IV기

II기에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 및 조정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사법적 권위와 법

리의 적용이라는 공식적 권위에 의한 사회갈등 결정시스템이 주도하게 되는 IV기이다. 댐건

설 반대 측이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사법적 판결을 선택한 것은 향후 

이와 유사한 갈등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조정방식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조정수단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경

험은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참여 여부와 정도, 즉 참여의 유인(incentive)을 판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Khademian & Weber, 1997). 2007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댐건설에 반대하는 

철원‧연천‧포천주민 156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 

후,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마침내 대법원이 댐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결

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이후 한탄강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IV기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한탄강댐 사업계획고시취소소송을 맡은 서

울행정법원의 사이 중앙성 및 구조적 공백이 제일 높다. 즉, 서울행정법원이 전체 네트워크

의 권위적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한탄강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개입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공식적 네트워크 관리조직(NAO)로서의 성격을 지닌다.10) 

이 밖에 재판 과정에서 강원도의회,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위

원회, 철원군이장협의회, 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등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

를 요구하는 탄원서 및 변론서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다. 

10) 본 연구에서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모두를 공식적 네트워크관리조직(NAO)로 분류

하였지만 <각주 8>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자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일환으로, 그리고 후자는 전통

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외부에서 개입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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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V기의 거버넌스 구조: 네트워크 관리 조직 거버넌스 유형

<표 6> 중앙성 분석을 통해 살펴 본 IV기 네트워크의 중요 행위자

연결정도 중앙성1 인접 중앙성1
사이 중앙성 구조적 공백2

외향 내향 외향 내향

순위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행위자 지수

1
철 연 포공

대위
6.9

서울

행정

법원

11.4 경기도

5.3

대법원 7.5

서울

행정

법원

27.7

서울

행정

법원

.15

2

서울

행정

법원

6.5
철 연 포

공대위

3.7

파주시

이장단

협의회

국회 7.4
철원군

대책위
16.6

철원군

대책위
.23

3
철원군

대책위
4.5

건교부

(국토

해양부)

강원도

의회

5.2

서울

행정

법원

7.4
철 연 포

공대위
11.6

철 연 포

공대위
.26

4
철원군

번영회

4.1

서울

고등

법원
3.3

경기도

의회

국회

예결위

7.3

철원군

의회
8.9

철원군

의회
.36

5

철원

행정개혁시

민연대

철원군

번영회

철원군

이장단

협의회

국무

총리실

서울

고등

법원

5.4

서울

고등

법원

.39

IV기에서는 ‘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철원군번영회-철원군대책위원회-서울행정법원-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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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철원･연천･포천공대위’ 사이에서 정보 및 자원의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하위

집단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위집단 구성원으로 권위적 조정자인 서울행정법원과 소송의 양 

당사자인 철원군대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사이의 활발한 연계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반대활

동을 지양하고 철원의 건설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했던 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와 철원군번

영회가 등장한 것이 본 갈등의 마무리 단계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림 10> Lambda set 분석을 통한 III기의 연계간 흐름의 강도

행위자: 26(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 18(철원군번영회), 2(철원군대책위원회), 35(서울행정법원), 1 (국토해양

부), 10(철원 연천 포천공대위), 11(철원군의회), 12(철원군), 44(서울고등법원), 3(수자원공사), 7

(환경운동연합), 15(강원도), 32(참여연대), 47(철원군원로회), 48(한강래 프팅연합회), 49(철원발전

연구소), 19(국회), 33(문화연대).

Ⅵ. 결 론 

본 연구는 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를 갈등의 표출/표면화 시기, 갈등의 심화기, 갈등의 

격화기, 갈등의 조정기 등의 네 시기로 나누어 이와 관련한 이해당사들간 협력 및 갈등관계

의 양상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즉, 거버넌스의 구조로서의 네트워크가 갈등의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별로 중심 행위자가 어떤 조직이었고 어떻게 이러한 조

직이 중심성에 있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I기(갈등의 표출/표면화기)는 이

슈를 촉발시킨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이끄는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의 모습을 보였다. 

II기(갈등의 심화기)는 외부에서 한탄강갈등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네트워크 관리

조직 네트워크 유형이었다. III기(갈등의 격화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력이 분

산되어 다원화 구조를 보인 참여자관리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었다. 마지막으로 IV기(갈등의 

조정기)는 외부 행위자인 법원이 권위적 조정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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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네트워크 관리조직 네트워크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네트워크 

형태와 행위자 간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행위자들이 보유한 혹은 행위자들에게 부여된 

자원, 권한, 귄위, 지식, 정당성 등을 상호추구하거나 교환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차

지하는 조직들은 공식적인 조정권한을 부여받거나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거나 교

환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행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참고: 김준기, 2000). I기에서는 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가진 조직(건교부, 수자원공사), II기와 III기에서는 공

식적 조정권한을 부여받았던 조직(한탄강댐갈등조정위원회, 홍수대책특별위원회), IV기에서

는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조직(법원) 등이 중심적인 행위자이었다. 따라서 갈등분석에 

있어 기존의 주체별(행위자별) 분류 또는 쟁점별 분류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원, 

권한, 협상력, 전문성, 정보, 정당성 등의 비교우위의 측면의 분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해당사자들간 자원 및 권력의 불균형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을 저해한다는 Ansell & Gash(2008)의 지적처럼 비교열위에 있거나 과소대표된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나 권한부여(empowerment)의 방식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그리

고 반복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위자들 사이의 연대 및 연합의 결과 생긴 상호의존성이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경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향후에도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11) 하지만 개별 행위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다 비

용과 시간을 덜 소모하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행위자들 사

이의 신뢰와 사회자본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더 이상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효과적

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Logsdon, 1991). 특히 본 사례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이들을 대표하는 협상 당사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협상대표자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조정위원회 주도의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실패로 귀결된 사

실은 다른 공공갈등 사례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태 및 관리주도조직은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 갈등이 전개되

는 양상이라는 시간적 맥락과 문제해결기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상황

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제 갈등이 전개되는 상

11) 물론 전체 행위자들 중 일부 행위자들이 신뢰관계를 넘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파당을 이룬다면 다

른 집단과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고, 이는 전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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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단편적이고 단선적이기 보다는 복잡하고 역동적이어서 갈등관리 또한 이를 고려하여 

각 단계마다 차별적이고 맞춤형 식의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Ansell & Gash, 2008; 

Ring & Van de Ven, 1994). 여기에서 갈등분석에 있어서의 규칙성을 찾아내어 일반화를 시

도하는 계량적인 접근보다는 본 연구와 같이 동태적으로 변모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성이라는 생성적 속성(emergent 

property)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공공갈등 분석에 있어 

더 적실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채종헌, 2009).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신문기사에서 드러난 행위

자들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행위자들

이 실제 지각하고 인식한 관계와 이로 인한 네트워크의 양상은 외부에서 관찰하여 측정한 

결과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Choi & Brower, 2006). 둘째, 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한 상호

작용의 성격(참고: 박순애･박치성, 2008)-우호적 혹은 적대적-이나 종류 및 대상(참고: 김준

기･정복교, 2007; 김준현, 2009; 박치성, 2006)-정보교환, 집단행동, 자원공유 등-과 같이 관계

의 여러 측면에 대한 세분화된 고찰을 결여하였다(고길곤, 2007). 이로 인해 행위자들간 상

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면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

넌스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결여

했다는 점이다. 구조와 과정, 그리고 성과 사이의 상호작용까지도 함께 고려할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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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tructure of Network Governance and Public 

Conflict: A Focus on the Primary Actors and Changes in 

Network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the Hantan River 

Dam Construction Conflict

Kwi-hee Bae & Seunghoo L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actor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etwork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dynamic network change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construction of the Hantan River Dam. Relational data collected from 
newspapers are analyzed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after categorizing conflicts 
caused by the process of the Hantan River Dam construction from 1995 to 2009 into 
four stages: latency/emergence, escalation, deadlock, and resolution. The empirical 
resul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s occupying a 
position of centrality tend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enhancing legitimacy, 
coordinating power for conflict resolution, and securing exchangeable resources. 
Second, network structural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dyadic and triadic relationships 
and facilitating the coordination of conflicts should be scrutinized. Third, it is identified 
that types of network governance and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ay be 
changed and adapted to fit with the temporal contexts on the evolution of conflict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adoption of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Key Words: Network Governance, Hantan River Dam Construction, Social

Network Analysis】


